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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액세스 라이선스(CAL)
Windows Server 2019를 구매 시 컴퓨터 한 대의 OS에 설치할 수 있는 서버 라이선스가 부여됩니다.
서버 라이선스 자체만으로는 직원 여부를 막론하고 1인 외에 해당 컴퓨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Windows Server 2019 Standard 또는 Datacenter 에디션에 연결하려는 직원 또는 직원의
디바이스 각각에 대해 하나의 CALs를 구매해야 합니다.

Windows Server 인스턴스에 액세스하려면
CALs가 필요하며 별도로 구매해야 합니다.

Windows Server 2012 또는 그 이전 버전에
액세스하려면 Windows Server 2012 CALs가
필요합니다.

이전 버전의 Windows Server CALs는
해당 버전이나 그 이전 버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일 사용자가 사용하는
디바이스 수에 제한이 없음

직원들이 여러 디바이스를 사용하거나
미처 등록하지 않은 디바이스를 통해
조직 네트워크에 로밍 액세스해야 하는
경우에 이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라이선스입니다.

User CAL

단일 디바이스에 대해
사용자 수 제한이 없음

교대 근무제 등으로 인해 여러 사용자가
한 대의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경우의
비즈니스에 적합합니다.

디바이스 CAL

고급 서버 기능 사용

프로그램 및 전체 데스크톱 원격 액세스
또는 Active Directory 액세스 등의
고급 서버 기능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이상적입니다.

추가 CAL

Windows Server 2019 CALs

예 : 

사용자가 RDS와 RMS에 액세스 :

Windows Server 2019 기본 CAL 1개
(Standard 또는 Datacenter 에디션)
+ Windows Server Remote Desktop

Services CAL 1개
+ Active Directory Rights

Management Services CAL 1개

서버 Windows Server
기본 CAL

기능

기본 추가 추가

기본 추가 추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추가

Windows Server
Remote Desktop
Services(RDS)
CAL

Active Directory
Rights
Management
Services(RMS)
CAL

Windows Server
2019 Datacenter

Windows Server
2019 Standard

Windows Server
2019 Essentials

CALs는 Windows Server 버전별로 다릅니다. 

2019 CAL

2016 CAL

Windows Server 2019

Windows Server 2016

Windows Server 2012
R2/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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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Server 2019 라이선스 FAQ

Windows Server 2019 Standard 및 Datacenter 에디션에 액세스하려면 CALs가 필요한가요?
그렇습니다. 사용자 또는 디바이스 수에 맞게 CALs를 구매해야 합니다. 또한 외부 사용자가 액세스하려는 서버마다 각각 하나의
EC 라이선스를 구비해야 합니다.

Windows Server 2019에 액세스하려면 어떤 라이선스가 필요한가요?
내부 사용자나 디바이스가 액세스하려면 CAL(사용자당 하나)이 필요합니다. 외부 사용자나 디바이스가
액세스하려면 EC(서버당 하나)가 필요합니다. 고급 기능에 액세스하려면 추가 CALs 또는 ECs가 필요합니다.

CAL 및 EC 요건에 예외 조항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미 라이선스를 등록한 서버는 CAL 또는 EC가 없어도 웹 또는 고성능 컴퓨팅(HPC) 워크로드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기본 라이선스와 추가 라이선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기본 라이선스는 Standard 및 Datacenter 에디션의 표준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라이선스입니다.
추가 라이선스는 Windows Server RDS 및 Windows Server Active Directory RMS 같은 고급 서버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라이선스입니다.

고급 서버 기능에 액세스하려면 별도의 CALs가 필요한가요?
그렇습니다. Windows Server RMS 및 Windows Server Active Directory RMS 같은 고급 기능에 액세스하려면
추가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프리미엄 서비스 CALs는 추가 CALs와 동일한가요? 
그렇습니다. 추가 CALs는 "프리미엄" 또는 "프리미엄 서비스" CALs라고도 합니다.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온라인 서비스와 혼동이 없도록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대 이상의 서버에서 동일한 기능에 액세스하려면 사용자 또는 디바이스당 두 개 이상의 추가 CALs가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사용자 또는 디바이스 추가 CAL 하나만으로 라이선스를 등록한 모든 서버에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RDS 사용자 CAL을 보유한 경우 한 명의 사용자가 라이선스를 등록한 모든 Windows Server
운영체제에서 RDS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CAL의 종류에 따라 사용 권한이 다른가요? 
다양한 Microsoft 클라이언트 액세스 라이선스 사용 권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제품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일 서버 제품에 여러 개의 추가 CALs를 등록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단일 서버 제품에는 복수의 추가 CALs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Windows Active Directory RMS와
RDS가 설치된 Windows Server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고객이 이를 사용하려면 각각 별도의 디바이스 및/또는
사용자 CALs가 필요합니다.

https://www.microsoft.com/en-us/licensing/product-licensing/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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